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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 (의사소통, 교육, 참여, 대중인식) 워킹 그룹에 의해 2012년 11월 29일 개발됨.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을 위한 CEPA 전략

1. 전략에 관하여
이동성 물새들을 위한 동아시아 -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EAAF)는 러시아의 극
동지방과 알래스카로부터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지나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22
개 국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경로는 250개 이상의 개체군에 해당하는
5천만 개체 이상의 물새들의 서식지이며, 전세계 인구 45%의 거주지 이기도 합
니다. 동아시아 -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상의 습지는 많은 사람들의 생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EAAFP)은 인간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이익을 위해 철새이동경로 상의 이동성 물새와 그 서식지의 관리 및 보전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정부, 정부간 국제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및 다국적 기업 들 간의
협력 증진을 목표로 2004년 1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파트너십은 이동성 물새에게 있어 국제적으로 중요한 서식지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서식지들을 함께 공유하는 인간 사회의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요구 사항들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식지
EAAFP는 인간의 이익을 위
해 철새이동경로 상의 이동성
물새와 그 서식지가 보전되도
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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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이동경로 (Flyway)는 습지에 관한 람사르 협약 (Ramsar) 및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WSSD. 2002)등 상당수의 다양한 국제 협약들에 의해 인식되었습
니다. 또한 RIO +20, 이동성야생동물 보호 협약 (CMS) 및 생물 다양성 협약
(CBD)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사소통 (Communication), 교육 (Education) 및 참여 (Participation)는 인식 향
상 (Awareness)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이며, 이 요소들이 파트너십 목표 달성

을 위해 국제, 국가, 지역의 모든 수준에서 사용되는 것을 파트너십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CEPA 전략은 동아시아 -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중요성의 인식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과 교육도구 (지식/정보, 템플릿, 그 밖에 재료 등)의 제공
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사람들은 이동성 물새들과 그들의 서식지 보
전에 기여하는 행사들에 참여하게 되고, 지역 사회에 이익을 가져오며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 하게 될 것입니다.
CEPA 전략 이행을 위한 핵심 주체는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철새이동경로에 관련
하여 일하는 정부, 지역 관리자, 다국적 환경 협정, 연구 기관, UN 기구, 개발 관
련 기관, 산업 및 민간부문, 대학교, 비정부기구 및 지역공동체 등을 포함합니다.
CEPA 워킹그룹은 EAAFP 6차 정기총회 (EAAFP MOP6) 이후 본 전략을 토대로
과제 우선순위 부여 및 추진일정을 자세히 계획함으로써 상세화된 계획 (Work
Plan)을 개발하여 진행 상황을 7차 정기총회(MOP7)에 보고 할 예정입니다.

2. CEPA 과제 및 조정 (Intervention) 사항
동아시아 -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이행 전략 2007-2011은 한 개의 목
적과 다섯 개의 목표을 포함합니다. 아래의 주요 과제들과 좀 더 구체적인 조정
들은 2011년 9월 19일에서 21일 사이 순게이불로 습지 보호구에서 파트너십에
의해 소집된 CEPA 태스크포스 (TF)에 의해 개발 되었습니다.
이 전략에 설명된 CEPA 과제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사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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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트(Site) 위치 좌표 제공 및 파트너십 안



팎의 소통 증진
2. 철새이동경로와 파트너십의 인지도 향상







3. 지역 관리자들 사이의 연계 발전







4. 지식 공유를 위한 워킹그룹들의 소통 조정



(Coordination)


5. EAAFP 목적 달성을 도울 수 있는 협력관계
(partnerships) 구축



6. 전문지식/정보 및 CEPA 교육을 제공함으로
써 지역관리자 지원
7.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보호의 이익에 관한 핵







심 메시지
8. 철새이동경로의 개념, 중요 서식지 및 이 서





식지를 이용하는 새와 인간에 대해 다양한 그룹
을 교육 (민간부문을 포함한)
9. 습지 가치에 대한 인식 및 이해 향상을 위한
도구로서 참여 장려









3. CEPA 조정 (interventions)
3.1 수단 (Tools)
a. 사무국은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로고 사용 지침서를 분배하고 제공합니다.
(과제 2)
b. 사무국은 국제, 국가 및 지역차원의 관리자들이 각 지역의 수준 및 상황에
맞게 제작할 수 있게 철새이동경로 (flyway) 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커뮤
니케이션 패키지를 준비합니다 (짧은 영상, PPT 발표자료, 포스터, 전단지
등). 이 자료들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웹 사이트에 게
시됩니다. (과제 1, 2, 9)
c. CEPA 워킹그룹은 철새와 인간을 위한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등재
(Flyway Network Site)와 EAAFP의 이익에 관한 문서를 검토하고 갱신합
니다. 그리하여 그 문서가 적절하게 또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과제 2, 5)
d. 워킹그룹들은 EAAFP 웹 사이트 상에 자신들의 콘텐츠가 더욱 일관성 있
을 수 있도록 하며, 사무국은 CEPA 워킹그룹과 협력하여 각 워킹그룹의
콘텐츠를 안내하는 템플릿을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i.

각 워킹그룹은 주요 종에 대한 종 개요를 작성 해야 합니다. 다른
웹 사이트 상에서 이미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반드시
EAAFP 웹 사이트에 연결 되도록 해야 합니다.

ii.

각 워킹그룹의 의장 및 회원들의 소속 기관 및 이름. (과제 1)

e. 파트너십은 CEPA 워킹그룹과 협력하여 보존과 이동 경로 네트워크 사이
트의 지속 가능한 이용 평가에 대하여 파악하여야 합니다. (과제 6)
f. 사무국은 파트너들 및 웹 사이트를 통하여 교육 및 역량 강화 기회에 대해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적 이행 (참여 서식지 관리, 조류 포획표시
및 모니터링 기술)과 참여 관리 기술을 포함한 CEPA 기술 둘 다 필요한

파트너 (Partner)을 파악해야 합니다. (과제 1, 3, 6)
g. EAAFP를 통해 성공 사례 연구를 웹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고 공유합니다.
CEPA 워킹그룹은 지역 참여, 민간부문과의 협력, 파트너십 가입시의 장점
및 네트워크 서식지 지정에 관한 사례 연구 템플릿을 제공하게 됩니다. 사
례 연구는 6차 EAAFP 정기총회(MOP6)를 통해 선정되며 사무국은 파트
너들이 제공한 사례 연구를 웹 사이트에 공유해야 합니다. (과제 2, 7, 8)
h. 사무국은 폭넓은 독자에게 전자 뉴스 레터 (E-newsletter)를 홍보해야 합
니다. EAAFP는 늘어난 독자층을 파악하고 필요한 연락처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과제 1, 2, 4)
i. 사무국은 적절한 웹 기반보고 기능 사용을 통해 브랜딩 기회로서 세계 습
지의 날 (WWD) 및 세계 철새의 날(WMBD) 활동에 관한 각 파트너의 활
동 내용을 수집해야 합니다. (과제 2)
j. 파트너들은 사무국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철새이동경로에 관해 대
중에게 사용될 수 있거나 교육 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자료
에 대한 모색을 해야 합니다. CEPA 워킹그룹은 사무국이 가장 유용한 웹
기반의 자료를 분석하고 수집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개발해야 합니다.
(과제 2, 8, 9)

3.2 관련성(Linkages)
a. 파트너들은 람사르 협약, CMS, CBD 및 CITES와의 관련성을 홍보함으로
써 EAAFP의 인지도를 향상 시킵니다. (과제 5)
b. 파트너들은 람사르, CMS 및 CBD의 국가연락대상 (National Focal Points)
과 활발히 교류관계를 맺으며 CBD 경우에는 회원국가의 국가 생물 다양
성 전략활동 계획 (NBSAPS)에서의 이동성 물새들과 그들의 서식지 보전
내용을 포함 시킬 것을 장려합니다. (과제 5)
c. 국제 파트너들의 대표들은 국가 이행 사항 지원을 위해 그들의 자국 사무
실 및 연락 담당자 (Focal Points)에게 EAAFP 목표를 인지 시킵니다. (과
제 5)
d. 파트너들과 워킹그룹들은 추후에 EAAFP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협력
가능성을 가진 워킹그룹들을 (예: IUCN의 특별 그룹들) 모색합니다. (과제
5)

3.3 활동사항(Activities)
a. 사무국은 습지링크인터내셔널 (WLI) 네트워크와 함께 철새이동경로상의
각 습지센터들이 EAAFP 핵심 메시지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이를
장려하고 있으며 서식지 자매 결연, 센터간의 교환직원 프로그램, 일반적인
철새이동경로 메시지와 자료개발 등을 통해 동아시아 - 대양주 철새이동
경로 파트너십을 알립니다. 센터는 사무국에서 제작된 EAAFP 관한 포스
터 혹은 홍보자료들이 센터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제작 할 수
있습니다. (과제 1, 2, 3, 7, 8)
b. 사무국은 세계 습지의 날 (WWD) 및 세계 철새의 날 (WMBD)에 대한 정
보를 적당한 때에 파트너십에 보급합니다. (과제 2, 8)
c. 파트너들은 지역관리자의 지원과 함께 의사결정과 관찰에 있어 지역주민들
의 의견이 참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역사, 가치 그리고 전통적인
관리방법에 관한 그들의 지역정보를 서식지 관리계획에 참고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과제 5, 8, 9)
d. 지역관리자의 지원과 함께 파트너들은 서식지 등재를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돌아갈 이익을 모색하고 이에 대해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과제 7, 8, 9)
CEPA 워킹그룹은 파트너 정기총회 때 마다 CEPA 전략 이행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 할 것 입니다.

